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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DS 화학 관리자 – 일반 정보

1.1. 개요
“IMDS 화학 관리자(chemistry manager)”로 지칭되는 새로운 기능을 통해 회사들은 REACH 부속서(Annex)
14 규제 정보와 살생물제 규제(Biocide Product Regulation)(BPR)를 “기존”의 MDS 데이터 전송의 차단없이,
추가된 규제 정보와 관련된 MDSs 사이의 연결(link)을 유지하며, 보다 더 빠르게 공급망을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기존의 MDS 보고가 공급망을 따라 공정(process)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입력 및 배포된
(released) 규제 정보를 관련 MDS 에서 모두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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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EEA)에 필요한 규제 정보 입력 요청은 유럽 연합(European
Union)(EU) 내부의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재료(material) 혹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필요합니다. EU 내에서
재료 혹은 제품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의 회사는 이러한 EEA 규정(regulation) 관련 규제 정보 입력 요청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1.1. 사용자 처리(USER HANDLING)
사용자가 MDS 의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적절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첨부된 규제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밀 취급 물질 보기(visible)” 플래그(flag)와 유사한 신규 플래그가 도입될 것입니다. 이
플래그가 설정된 사용자만이 그들의 MDSs 에 대한 규제정보를 열람, 수정,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래그는
회사의 기업관리자(또한 자신의 사용자 계정에 이 플래그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가 시스템 관리 > 사용자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재료 MDSs 공개 권한을 요청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 권한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EEA 외부의 공급 망에서 일하는 IMDS 등록 회사들은 화학 관리자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들은 사용자에게 화학 관리자 플래그를 부여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표준 MDS 확인에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MDS 구성정보(ingredient) 화면에서 물질(substance)을 검색하거나 살펴볼 경우 현재 사용자가 화학 관리자
권한이 있을 경우에만 규제 정보가 표시됩니다.

1.2. 규제 정보 입력
규제 정보는 항상 가능한한 낮은 트리 레벨(tree level)에서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규제 정보는
모듈(module), MDSs, 자식 노드(child node) 등에 대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규제 정보는 모듈 ID 혹은 MDS
ID 에 저장됩니다. 자식 노드의 경우 부모(parent) 모듈 혹은 부모 MDS 의 ID 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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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R 관련 규제 데이터가 필요한 물질인 경우, 이 정보는 해당 물질이 속해 있는 재료에 제공됩니다. 부모
재료의 서브 재료(sub-material)에 규제 정보가 첨부되어 있을 경우, 부모 재료에 대한 규제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미/컴포넌트(semi/component)에 대해 제공되는 REACH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REACH 관련 재료가 다른 재료 내부에 참조되었다 하더라도, REACH 관련 재료에 대한 참조 데이터를 포함하는
최저 레벨의 세미/컴포넌트에서 규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든 규제 정보는 MDS ID 에 의해 저장될 것입니다. 이는 동일 MDS ID 의 다른 상이한
버전(version)이더라도 항상 그 MDS 에 할당된 규제 정보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MDS 의 오래된 버전을 살펴보고 있는 경우, 해당 MDS 가 현재 버전이 참조하고 있는 관련 규제와 동일한
세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불일치(discrepancy) 및 불일치의 존재 이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모든 규제 정보는 MDS 를 작성한 회사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신한(received) MDS 의 복사본(copy)의 경우, 이는 현재 복사(copying)하는 회사가 필요 규제 정보를
입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릴리스(release) 9.0 이전 복사본의 경우(외부 MDS 에 대한 참조를
유지하는 대신 참조가 포함된 각각에 대해 신규 모듈이 생성), 이는 잠재적으로 생성된 모듈에 적용됩니다.
MDS 가 신규 MDS 로 복사된 경우(새로운 MDS ID 생성),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규제 정보 버전이 복사됩니다.
이 규제 정보가 이미 배포(release)되었을 경우 새롭게 작성된 MDS 에서 다시 편집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편집
가능한 버전일 경우, 이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전 버전의 규제 정보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일단 신규
MDS 가 생성되면 MDS 는 적어도 1 개의 릴리스 버전을 갖게 되면, 규제 정보를 보유하게 되므로, 복사된 규제
정보는 읽기 전용 모드(편집 버전이라 하더라도)로만 표시됩니다. 신규 MDS 버전이 릴리스되었을때, 규제
정보가 갱신되며(e.g., 물질의 추가 혹은 제거), 편집 가능 상태가 됩니다.
전달된(forwarded) MDS 는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IMDS 는 전달된 MDS 에 대해 원본 MDS 의
매핑(mapping)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사하더라도 원본 MDS 소유자가 전달된 MDS 에서 제공한
모든 규제 정보를 복제(replicate)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재료의 최신 버전에 기밀취급된 GADSL 물질이 있다면, 규제 정보의 새로운 버전이
배포(릴리스)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우선, 모든 기밀 취급된 GADSL 물질의 기밀취급을
해제한 후 재료의 새로운 버전을 작성하고 릴리스해야 합니다. REACH 부속서 14 또는 BPR 물질이
GADSL 물질은 아니지만, 기밀취급된 경우, 규제 정보 입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1.3. 버전관리(VERSIONING)
규제 정보는 독자적인 버전 관리가 이루어지며 규제가 첨부된 MDS 의 버전 관리와 별개로 처리됩니다.
각각의 MDS ID 에, 각기 다른 규제(REACH, BPR)에 대한 여러 버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집 가능
버전은 1 개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MDS 를 생성할 경우, 규제 정보가 기본으로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MDS 는 규제 정보가 입력되기
전에 릴리스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를 편집한 후에, 모든 입력된 데이터 혹은 누락된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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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류가 없을 경우 사용자는 하던 과정을 계속 진행하여 해당 버전을 릴리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릴리스가 되면, 새로운 규제 정보가 배포(릴리스)되면 즉시 전체 공급망에서 활성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잠재적 이해관계자 (stakeholder)가 많기 때문에 승인 혹은 거부 과정이 없습니다.(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MDS 를 거부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합니다.)
한 버전의 규제 정보는 항상 최신 활성 배포된 버전의 MDS 를 참조하기 때문에 적어도 활성 배포 버전의
MDS 가 있을 경우에만 규제 정보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1.4. IMDS 표준 MDSS 의 특별 관리
•

살생물제(biocide) 규제 정보
살생물제의 경우, 표준 재료 MDSs 가 참조될 때 마다 규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REACH 부속서 14
REACH 부속서 14 의 경우, 표준 재료 MDSs 가 참조 될때 마다 규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표준

재료뿐만 아니라 표준 세미컴포넌트 (Rec019)에도 적용됩니다.

2. 마법사(wizard)
본 개선사항의 핵심 기능은 화학 관리자 마법사입니다. 이 마법사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규제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 MDSs 를 검색하고 그러한 MDSs 를 로딩(loading) 하지 않고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포함된
관련 참조 데이터의 규제 정보를 한번에 수정하기 위해 여러 MDSs 를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마법사는 신규 스크린이며, 일반적인 모듈/MDS 검색과 유사한 검색 화면을 제공하는 “Functions”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규제 정보를 입력하기를 원하는 혹은 규제 정보의 갱신을 요청하기를
원하는 특정 MDSs 를 검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색 결과에는 규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최신 배포된 활성
버전의 MDSs 만을 보여줍니다. 자식 노드에 규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을 경우 부모 MDS 또한 본 목록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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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검색 기준(criteria)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규제 정보의 이전 버전의 데이터를 검색할때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 입니다):
- “이름, ID, 버전, 일자”와 “공급업체 MDS, 자사 MDS/모듈” 기준 박스(box)는 기타 MDS 검색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되며 작동합니다. 이 기준 박스는 사용자가 볼 수 있으며, 규제 정보가 포함된(구성정보 트리 중
어디든) MDS 에 대한 참조가 포함된 MDSs 를 검색하는데 사용됩니다.
- “규제 정보” 박스는 구성정보 트리 내부의 참조된 MDS 내에 포함된 규제 정보의 검색 기준을 정의하는데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어떤 규제 종류를 검색할지 선택할 수 있고, 선택에 따라 일부 검색 필드는 그대로 존재하고
일부 검색 필드는 변경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옵션

설명

규제

REACH

검색할 규제.

BPR

"REACH"의 경우, 2 번째 드롭다운(dropdown)
필드에서 “부품”과 “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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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자사 (기본 값)
공급업체
둘 다(Both)

자사 MDSs 의 규제 정보를 검색할 것인지 참조한
공급업체의 MDSs 에 대한 규제 정보를 검색할
것인지 정의 합니다.
E.g. “자사” 규제 정보를 검색할 경우, 자사 MDS 에
대한 참조의 규제 정보가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규제 정보에 대한 새로운 신규 버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보 상태

전부 (기본 값)

규제 정보의 상태.

제공된 규제 정보 없음(reg.

후자의 3 개 옵션은 본 문서 3.1 장에 설명될

info.provided)

아이콘(

,

,

)에 해당합니다.

불완전
완전
편집 가능 버전

전부 (기본 값)
예
아니오

사용자가 이 옵션에 “Yes”를 선택할 경우, 이미
생성된 편집 버전에 대한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소유 항목에서 “자사” 혹은 “둘 다”를
선택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상기 참조)

최신 배포 버전

-

사용자는 최종 배포 버전에 대해 “일자 검색 가능”
박스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할 경우, 이 기간 내에 배포된 최신 배포
버전에 대한 규제 정보가 검색됩니다.

페이지 7 / 25

REACH 부품

옵션

설명

EEA 에서 생산 여부

전부 (기본 값)

2.6 장에서 설명된 것처럼 동일 이름의 규제 정보

예

필드 내용에 해당합니다.

아니오
더 이상 제조하지 않지만,
재고품 이용 가능
수입 재료

전부 (기본)
예

2.6 장에서 설명된 것처럼 동일 이름의 규제 정보
필드 내용에 해당합니다.

아니오
재료 허가(Auth) 상태

전부 (기본)
완료(done)

2.6 장에서 설명된 것처럼 동일한 이름의 규제
정보 필드 내용에 해당합니다.

진행 중(허가 신청 마감일
후에 신청)
?
허가요청 없음(not intended)
진행 중 (허가 신청 마감일
전에 신청)
부속서 14 재료

-

사용자가 부품에 포함된 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료”버튼을 클릭해서 검색 창을 엽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REACH 부속서 14 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검색은
성공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REACH 재료

옵션

설명

아직 생산 중

전부 (기본 값)

2.5 장에서 설명된 것처럼 동일 이름의 규제 정보

예

필드에 내용에 해당합니다.

아니오
EEA 에서 생산

전부 (기본 값)
예

2.5 장에서 설명된 것처럼 동일 이름의 규제 정보
필드 내용에 해당합니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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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허가(Auth) 상태

전부 (기본 값)
완료(done)

2.5 장에서 설명된 것처럼 동일 이름의 규제 정보
필드 내용에 해당합니다.

진행 중
?
부속서 14 물질

-

사용자는 재료에 포함된 특정 물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질” 버튼을 클릭하면 부속서 14 물질 그룹이
검색 기준으로 미리 정의된 검색 창이 열립니다.

부속서 14 상태

전부 (기본 값)
허가 유예(sunset) 일자
허가 신청 마감 일자

허가 유예 일자(sunset date)를 검색할지 최종
적용 일자를 검색할지 선택 가능합니다.
“허가 유예 일자”가 선택되든 “허가 신청
마감일”이 선택되든 2 번째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
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자 목록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 허가 유예/최종 적용
일자만 표시할 것입니다.
이 옵션은 물질이 지정될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BPR 재료

옵션

설명

아직 생산 중

전부 (기본 값)

2.4 장에서 설명된 것처럼 동일 이름의 규제 정보

예

필드 내용에 해당합니다.

아니오
살생 속성 추가

전부 (기본 값)
예

2.4 장에서 설명된 것처럼 동일 이름의 규제 정보
필드 내용에 해당합니다.

아니오
원하는 살균 속성

전부 (기본 값)
예
아니오

2.4 장에서 설명된 것처럼 동일 이름의 규제 정보
필드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 검색 옵션이 차지하는 스크린 공간을 줄이기
위해 말풍선(tooltip)으로 질문("완성품/완제품에
원하는 살생 특성?")이 표시됩니다..

제품 유형

모든 가용 제품 유형의 다중

최소한의 요건 표시 : PT 5 와 6 을 선택하는 것은

선택 (2.5 장에 설명된 것과

예를 들어 PT5,6,7 을 갖고 있는 물질들만 찾을 것

동일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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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그렇지만, PT5 만 갖고 있는 물질들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BPR 물질

-

사용자가 해당 재료에 포함된 특정 물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질” 버튼을 클릭하면 BPR 물질 그룹이 검색
기준으로 사전 정의된 검색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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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요청” 기준 박스를 통해 사용자는 수신 혹은 전송한 업데이트 요청에 대해서만 규제 정보를
검색하여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다.
규제 요청

옵션

설명

송신 및 수신된 요청

규제 업데이트 요청 송신

이 체크박스(checkbox)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규제 업데이트 요청 수신

자신의 회사가 이미 요청을 송신 혹은 수신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규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규제 정보 박스의 소유가 “공급업체” 혹은 “둘
다”일 경우 "송신 …" 옵션만 사용 가능합니다.
규제 정보 박스의 소유가 “자사” 혹은 “둘 다”일
경우 "수신 …" 옵션만 사용 가능합니다.

최초 요청 일자

-

일자 검색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최초 요청을
송신/수신한 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상기 설명한 체크박스 중 하나가
선택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2.1. MDSS 의 규제 정보 로딩
검색 결과를 통해 각 행 왼쪽의 체크박스를 통해 여러개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좀더 빠르게 적절한
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두 선택” 및 “모두 선택 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context) 메뉴(“메뉴”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통해 이용 가능)를 통해 사용자는 “자사
규제 정보 편집” 혹은 “자사 규제 정보 보기”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2 차
탭(tab)(“규제 정보”)가 열리며, 선택한 MDS 의 자사 MDS 및 자사 자식 노드의 모든 참조가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여기서 규제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외부 규제 정보 보기” 옵션을 선택할
경우 “규제 정보” 탭은 외부 MDS 에 참조된 것과 외부 MDSs 에 참조된 것을 보여줄 것 입니다.

2.2. 보고
데이터 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규제 정보는 XLSX 보고서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2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첫째, 사용자가 마법사 검색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규제 정보 다운로드” 옵션을 사용하여 특성 MDSs 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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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둘째, “검색” 버튼 다음의 “모두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사용자는 현재 검색 기준으로 확인된 모든 MDSs 의
규제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합니다.
XLSX 보고서의 경우 각각의 자식 규제 정보에 대해 1 개 라인(line)이 있을 것입니다(e.g., 재료 내부의 각
BRP 물질에 대한 것 혹은 컴포넌트 내부의 각 REACH 재료에 대한 것). 부모 정보가 포함하는 컬럼이 이러한
라인마다 각각의 동일 정보를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최상위 (top) 노드의 MDS(마법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MDS)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각각의 탑 MDS 에는 여러 부모 MDS 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 이
정보는 중복될 것입니다.

2.3. 자사 규제 정보 편집 – 데이터 탭
이 탭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하는 규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MDS 의
개요와 관련된 자식 노드 및 참조사항들을 제공 받게 됩니다. 규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는 노드와 참조는
여기에서 표시되지 않습니다. 현재 규제 정보가 필요한 노드와 참조(e.g., 즉 규제 물질 그룹에 물질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가 표시될 것입니다.
관련 데이터(e.g., 즉 BPR 관련 물질이 포함된 재료 MDS)가 포함된 MDS 의 경우, 1 개의 행이 테이블에
표시되며, 포함된 참조를 표시하도록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규제에 따라, 부모 MDS 와 자식 참조에 대해 상이한
필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선택한 MDS 의 개수와 크기에 따라), 사용자는
특정 조건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터(filter)를 선택할 경우, 필터 기준에 일치하는 행만 표시됩니다. 그러나
필터가 좀더 큰 범주의 하위 항목일 경우, 더 큰 범주 또한 표시될 것입니다(e.g., 즉 어떤 물질에 대한 필터를
입력할 경우, 부모 재료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AS No.

•

물질 그룹(Substance Group)

•

최종 업데이트 일자 (Date of last update)

•

공급업체의 MDSs 만 표시 (외부 규제 정보 보기만할 경우)

2.4. 자사 규제 정보 편집 - 살생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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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열의 헤더(header)에는 질문의 의미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말풍선 텍스트가 포함될 것입니다.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 헤더

말풍선

아직 생산 중?

아직 재료가 생산 중입니까?

살생 속성 추가?

활성(작용)물질이 살생 속성에 추가되었습니까?

완성품/완제품에 요구되는
살생 속성?

완성품/완제품에 이 살생 속성이 요구됩니까?

제품 유형

이 재료의 활성 물질에 어떤 제품 유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최초 3 개 질문에는 “예” 혹은 “아니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반면 (그리고 질문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빈 항목), 제품 유형은 여러 옵션을 제공합니다.
제품 유형에 가장 적합한 선택지는 드롭다운 목록(PT 2, 6, 7, 8, 9)의 상단에 열거됩니다. 모든 다른 선택은
아래에 표시되며, 가로 줄로 분리되어 보여집니다.
사용자는 한 번에 여러 제품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유형
(PT 2) 개인 및 공중보건 구역 살균/소독(Disinfectants and algaecides not intended for direct application to
humans or animals)
(PT 6) 제품 저장을 위한 방부제(Preservatives for products during storage)
(PT 7) 필름 방부제(Film preservatives)
(PT 8) 목재 방부제(Wood preservatives)
(PT 9) 섬유, 가죽, 고무, 고분자 물질등의 방부제(Fibre, leather, rubber and polymerized materials
preservatives)
-----------------------------------------------------(PT 1) 인체위생용 소독(Human hygiene)
(PT 3) 가축 위생용 살균제(Veterinary hygiene)
(PT 4) 식품 및 사료 취급 시설 살균제(Food and feed area)
(PT 5) 음용수 살균/소독(Drinking water)
(PT 10) 건축용 자재 방부제(Construction material preservatives)
(PT 11) 액체 냉각 및 처리 시스템의 부식 방지제(Preservatives for liquid-cooling and processing systems)
(PT 12) 살변형균제(Slimicides)
(PT 13) 금속세공용 방부제(Working or cutting fluid preservatives)
(PT 14) 살서제(쥐약)(Rodenticides)
(PT 15) 살조제(Avicides)
(PT 16) 연체동물, 살충제 및 기타 무척추동물 방제제(Molluscicides, vermicides and products to control
other invertebrates)
(PT 17) 살어제(Pisci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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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18) 살충제, 살응애제 및 기타 절족동물 방제용 제품(Insecticides, acaricides and products to control
other arthropods)
(PT 19) 방충제 및 유인제(Repellents and attractants)
(PT 20) 기타 척추동물 방제(Control of other vertebrates)
(PT 21) 방오제품(Antifouling products)
(PT 22) 시체방부처리 및 박제용 액체(Embalming and taxidermist fluids)
첫번째 질문 ("아직 생산 중?")은 다른 항목의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 ("살생 특성에 대해 추가?")에 아직 무응답 상태이거나 “아니오”로 대답할 경우, 질문 3 및 4 의
항목은 비활성화되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세번째 질문 ("완성품/완제품에 요구되는 살생 특성")에 아직 무응답 상태이거나 “아니오”로 응답한
상태라면, 질문 4 의 항목을 사용할 수 없거나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5. 자사 규제 정보 편집하기 – REACH (재료)

각 열(칼럼)의 헤더에는 질문의 의미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말풍선 텍스트를 포함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 헤더

말풍선(Tooltip)

아직 생산 중?

재료가 아직 생산 중이며, 적어도 한개의 생산 현장이 EEA 에 생산지가 있습니까?

EEA 생산/수입

적어도 EEA 에 생산지가 있거나 혹은 EEA 로 수입된 재료가 있습니까?

허가 상태

허가 상태는 어떻습니까?

최초 2 개 질문에는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게 하는 반면(그리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경우 빈
항목임), 허가 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옵션을 제공합니다. 각 옵션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말풍선 텍스트로 나타냅니다.

허가 상태

말풍선

완료

사용 목적에 대해 허가 승인

진행 중

“허가 신청 마감일(Last Application Date” 이전에 허가 요청됨 – ECHA 에 따라
결정 보류

?

허가가 요청되었는지/ 허가 요청을 결정하지 않았는지 알려지지 않음.

페이지 14 / 25

계획 없음

허가 요청 계획 없음

첫번째 질문 ("아직 생산 중")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거나 “아니오”를 선택할 경우, 질문 2 와 3 항목은
비활성화되어 응답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 ("EEA 생산/수입")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거나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질문 3 항목은

비활성화되어 응답할 수 없습니다.

2.6. 자사 규제 정보 편집하기 – REACH (컴포넌트)

각 열(컬럼)의 헤더는 질문의 의미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말풍선 텍스트를 포함하게 될 것 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 헤더(Column header)

말풍선(Tooltip)

EEA 에서 생산?

컴포넌트의 생산지 중 적어도 한군데 이상이 EEA 에 있습니까?

수입된 재료?

EEA 로 수입된 재료가 있습니까?

허가 상태

허가 상태는 어떻습니까?

두번째 질문은 “예” 혹은 “아니오”(그리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경우 빈 항목임)라는 선택만 가능한 반면,
나머지 다른 질문들은 여러 옵션이 제공됩니다.
EEA 에서 생산
예
아니오
더 이상 제조되지는 않지만, 재고 이용 가능 (구매가능)

또한 가용 허가 상태의 의미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말풍선 텍스트에 있습니다:
허가 상태(Authorization
Status)

말풍선(Tooltip)

완료

사용 목적에 대한 허가 승인

진행 중 (허가 신청 마감일
후에 신청)

“허가 신청 마감일” 후에 요청된 허가 – ECHA 에 따라 결정 보류

?

허가 요청되었는지/ 허가 요청을 결정하지 않았는지 알려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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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없음

허가 요청할 의도 없음.

진행 중 (허가 신청 마감일
이전에 신청)

“허가 신청 마감일” 이전에 요청된 허가 – ECHA 와 결정 보류.

첫번째 질문에 ("Produced in EEA?") 아직 응답하지 않았거나 “No” 또는 “더 이상 제조되지 않음”으로
응답했다면, 질문 2 와 3 은 비활성화되어 응답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Material imported?") 아직 응답하지 않았거나 “No”로 응답했다면, 질문 3 은 비활성화되어
응답할 수 없습니다.

2.7. 자사 규제 정보 편집
데이터 설정이 (e.g., 살생물제의 경우 데이터 설정은 재료뿐만 아니라 재료에 포함된 물질까지 포함합니다)
규제의 편집 가능 버전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들은 읽기 전용 모드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 MDS 의 행에 “편집 가능 버전 생성” 버튼이 표시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편집 가능 버전을 생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최신 배포 버전의 복사본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생성한 편집 가능한 규제 버전은 자동으로 최신 버전이 됩니다: 원본 규제 정보가 최신 버전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참조사항(e.g.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MDS 버전으로 릴리스 되었다면, 이러한 참조
사항들은 자동으로 규제에서 삭제됩니다. 새로운 참조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추가 됩니다. 이러한
작업 후, 이 데이터 설정에 대한 모든 항목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8. 규제 정보 배포
편집 가능한 규제 정보 테이블 아래, “모두 배포(Release all)”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모든 정보를 검증하게 됩니다. MDSs 배포시 확인 대화상자와 유사하게, 사용자는 배포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설정에 오류 데이터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오류없는 규제
정보만 배포”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영향을 받지 않는 오류가 있는 데이터 설정을 벗어 날 수있게 될 것
입니다.
REACH 관련 컴포넌트 테이블의 재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자는 별도의 대화상자에
이러한 재료에 대해 입력된 REACH 규제 정보 보기를 허용하는 컨텍스트 메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2.9. 확인(CHECK)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규제의 편집 가능한 버전을 배포할 때, 확인 작업이 수행됩니다. 확인 결과는
MDS 확인 결과와 유사하게 화면 하단에 표로 표시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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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 나열된 각 MDS 또는 물질에 대해, 오류 아이콘( )은 마법사 테이블의 대응라인에 표시됩니다. 확인
결과 테이블에서 행을 더블 클릭하면, 마법사가 자동으로 해당 행으로 스크롤 합니다.

다음의 여러 확인 작업이 수행됩니다:

A –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규제 정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면 답변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일부 답변에 따라, 이 외의 다른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에 답변해야 합니다.
REACH 물질이 ≤0.1% (최대 값)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물질의 경우 데이터 입력은
선택사항입니다. BPR 물질에는 이러한 예외 사항이 없습니다.
B - "아직 생산 중 " 답변은 BPR / REACH 재료에 동일해야 한다.
재료가 REACH 관련 및 BPR 관련 물질이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아직 재료가 생산 중인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쪽 규제에 대해 동일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규제 정보에 대한 답변이 다른 규제 정보의 최신 버전에(편집 가능한 버전의 경우에도) 대한
답변과 다른 경우 규제 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변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10.

외부 규제 정보 보기 – 데이터 탭

사용자가 “외부 규제 정보 보기”를 선택했다면, 데이터 탭은 모든 항목이 읽기 전용인 것과 “배포(release)”
또는 “모두 배포(release all)”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에서 설명된 것과 매우 비슷한 화면을 보게됩니다.
대신, 각 MDS 행 옆에 선택한 MDS 에 대한 업데이트 요청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 정보 업데이트 요청” 버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버튼은 최신 버전의 MDS 에 대한 규제 정보 입력이 작성되었거나, 업데이트를 이미 사용자의
회사가 요청한 경우라면 비활성화 됩니다.
또한, 구성정보에서 보여지는 것과 동일한 정보가(e.g. 얼마나 많은 다른 기업들이 이미 이 규제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했는지) 각 MDS 행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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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MDSs 에 대한 규제 정보 업데이트 요청” 버튼은 사용자 회사가 이 MDS 에 대한 업데이트 요청 발행을
하지 않았고, 그것의 규제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완성되지 않은 주어진 모든 디스플레이된 MDSs 에 대한
업데이트 요청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해당 테이블에서 어떤 MDS 가 여러번 발생했다면, 그것의 모든 “업데이트 요청” 버튼은 동기화 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그 MDSs 중 하나를 눌렀다면, 요청은 두번째로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자동으로
비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구성정보 화면
3.1. 읽기 전용 규제 정보 및 트리에서의 표시
규제 정보는 현재 MDS 데이터가 표시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구성정보에서 모든 규제
정보가 접이식(collapsible) 신규 박스에 표시됩니다. 더 많은 규제가 화학 물질 관리자(Chemistry Manager)에
추가되었다면, 그것들 또한 구성 정보 탭의 이 섹션에 추가될 것 입니다.
규제 정보의 새로운 버전은 항상 가장 최신의 배포된 것과 항상 포함된 물질 목록에 대한 참조로서 MDS 의
활성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규제 정보는 구성정보 탭 내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규제 정보 편집하기는
마법사를 사용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팝업 창에서 마법사를 오픈할 수 있게하는 새로운 버튼은 트리
툴바에 추가됩니다. 오픈된 마법사는 모든 참조된 MDSs 를 포함하고, 오픈된 창내에서 사용자는 규제 정보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 적용후, 해당 MDS 보기는 그에 따라 업데이트 됩니다.

규제 정보 박스 내에 또 다른 버튼이 있으며, 이 버튼을 통해 사용자는 팝업 창에서 마법사를 열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현재 선택된 MDS 가 사용자의 회사에 속하여 규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법사는 현재 선택된 MDS(최신 활성 버전으로)만 보여줄 것입니다. 모든 변경사항을 적용한
이후 MDS 보기가 그에 따라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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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규제에 대해 영향을 받는 국가 외부에 있는 사용자의 경우, “규제 정보 보기”로 불리는 신규
체크박스가 트리 툴바에 추가될 것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 MDS 트리에 여러 아이콘이 표시되며, 규제 정보 상태를 보여줄
것입니다. 로그 오프(log off) 시, 이 체크박스의 상태가 유지되어 사용자는 시스템에 로그 온(log on) 할 때마다
다시 체크박스를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트리의 각 노드 혹은 참조 옆에 다른 아이콘들이 표시됩니다. 모든 규제 정보가
제공되며 유효할 경우 아이콘은

이며, 규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규제 정보가 할당된 노드 및 참조를 강조하는데 사용되는 황색 아이콘 (

)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함된 물질이 규제의 물질 그룹에 추가되어 이제 규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이 아이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트리를 편집할 때(e.g., 로딩 된 재료에 물질 추가하기), 아이콘이 그에 따라 적절하게 업데이트됩니다.

3.2. 요청된 규제 찾기 – 구성정보 탭
사용자가 트리 내부의 규제 정보 업데이트에 대한 오픈 요청을 찾을 수 있게끔, 트리 검색

에 대한 새로운

옵션이 MDS 의 구성정보 탭 내부에 있습니다.
MDS 가 규제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면, 트리 내부의 해당 MDS 의 모든 참조 사항들은(MDS 로 직접
표시되든 하위 트리 레벨에 위치하여 자식 노드로 표시되든) 사용자가 구성정보 화면의 오른쪽 상세 부분에
위치한 새로운 접이식 박스를 이용하여 입력된 규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사 MDS 에 대한 규제 정보 업데이트 요청 찾기:
이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업데이트 요청된 모든 자사 MDSs 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규제 정보 업데이트에 대한 자사 요청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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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회사가 발송한 요청한 모든 참조 사항들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3.3. 규제 박스의 표시
“규제 정보” 박스 내부에 각 규제에 대한 추가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의 레이아웃(layout)은 항상 동일한
원칙을 따릅니다: 상단에서 사용자가 보고자 했던 규제 정보의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아래에
MDS 관련 데이터가 표시됩니다(e.g., REACH 부속서 14 의 “아직 생산 중” 으로 표시). 해당 박스 하단에서, 표는
규제와 관련된 MDS 내부의 모든 참조를 표시합니다. 이러한 참조 사항들의 입력된 각 항목에 대해, 표에는
한개의 열(컬럼)이 있습니다:
재료 (BPR):

재료(REACH 부속서 14):

컴포넌트 (REACH 부속서 14):

버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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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규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는 입력된 정보를 보기 위해 배포된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전은 숫자 뿐 아니라 날짜로도 표시됩니다.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최신 버전은 마지막 일자(새로운
출시 일자)를 수신하고, 새롭게 출시된 버전은 그 일자와 함께 “유효일로부터(Valid Since)”로 표시됩니다.

3.4. 특수 용도 사례
MDS 의 최신 버전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 참조
더 이상 최신 버전에 포함되지 않아 표시된 규제 정보의 일부가 아닌, 참조(e.g., 물질에 대한)가 선택된
MDS 에 포함될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규제 정보는 표시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사유를 알리기
위해 “이 MDS 의 현재 버전에 이 물질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규제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 줍니다.

규제 정보의 최신 버전에 포함되지 않는 참조
선택한 MDS 가 가장 최신의 규제 정보로 제공된 것보다 더 새로운 버전이라면, 제공된 규제 데이터가 없는
새로운 참조 사항(e.g. 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해당 물질이 규제 정보의 최신
버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제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붉은색으로)를 보여줍니다.

제거된 노드
더 이상 MDS 의 최신 버전의 일부가 아닌(따라서 MDS ID 에 할당된 규제 정보의 일부도 아님) 자식 노드(child
node)에 대한 규제 정보를 찾을 때, 표시될 규제 정보도 없습니다. 대신 사용자는 자식 노드는 더 이상 최신 MDS
버전의 일부가 아니고, 따라서 첨부된 규제 정보가 없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4. 요청 전달(communication)
4.1. 규제 정보 업데이트 요청하기
사용자는 특정 MDS 에 대한 규제 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사용자가 트리의
참조사항의 상세내용을 검토할때, 해당 트리의 내부 깊숙히 존재하는 참조사항이라 할지라도, MDS 의
상세내용의 구성 화면에서 직접 발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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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참조가 포함된 MDS 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제한 사항입니다. 해당
참조사항이 아직 승인하지 않은 수신 MDS 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규제 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요청은 익명으로 발행되지만, 해당 MDS 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특정 MDS 에
대해 신규 규제 정보 요청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요청 일자 또한 보여질 것 입니다. 이 정보는 데이터
입력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외부 MDS 에 참조된 데이터 혹은 그러한 참조 데이터내의 일부 노드/참조 선택할 경우 입력된 모든
규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각 규제 정보 박스(BPR, REACH)에 “규제 정보 업데이트 요청” 버튼이 있습니다.
규제 정보가 완벽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다면(트리에서

혹은

) 이 버튼이 보일 것 입니다.

규제 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한 이후, 사용자는 업데이트 요청 결정을 확인하기 위한
대화상자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대화상자는 사용자에게 이 요청이 선택한 노드의 작성자에게 발송되고

연락(contact) 정보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 요청에는 추가 텍스트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MDS 에 대해 여러 요청을 수신했을
때, 작성 회사가 모순된 정보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혹은 회사의 또 다른 사용자)가 이미 동일 노드에 대해 업데이트 요청을 했을 경우, 이 요청은 발행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상황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4.2. 삭제된 회사의 업데이트 요청
선택한 MDS 를 소유하는 회사가 삭제되거나 비활성 상태일 경우, 제공하는 회사가 비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러한 규제 정보 업데이트 요청을 수신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요청 버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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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질 것 입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문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청 버튼 자체는
활성화 상태로 남아있어서, 요청이 다시 활성화된 회사들은 그동안 수신된 모든 요청을 볼 수 있습니다.

4.3. 업데이트된 규제 정보 요청 수신하기 – 이메일 공지
규제 정보 입력 권한이 있는 각 사용자는 응답해야 할 요청이 오픈되어 있을 경우, 주(week)에 한번씩 email 을 수신하게 됩니다. 이 e-mail 은 해당 주간동안 수신한 요청을 강조하고, 이전에 오픈된 모든 요청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미 요청되었다는 것을 모르는채, 공급망을 통해 동일한 MDS 에 대한 규제
정보 업데이트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된 메시지는 구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에 적절한 권한을 갖고 있는 활성화된 사용자가 한명도 없는 경우, 해당 회사 기업관리자는 e-mail 을
수신하게 됩니다. 그 email 은 그 회사의 사용자 중 누군가에게 적절한 화학물질 관리자(Chemistry Manager)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왜 부여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4.4. MDS 검색에서 요청 검색
규제 정보를 입력할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사용자는 어떤 MDS 검색시 요청된 MDSs 를 검색하기 위해 “요청된
규제 정보 업데이트”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 노드 레벨에 규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나 자식 노드를 직접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검색하면 업데이트 요청된 자식 노드를 포함하고 있는 MDS 를 검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은 검색 결과에서 해당 행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항목은 규제 정보 업데이트 요청된 자식
노드를 포함하고 있는 MDS 를 강조합니다.
또한 이 항목은 본 업데이트에 대한 최초 요청을 수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업데이트 요청이
발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업데이트 요청된 MDS 내부에 하나 이상의 노드가 있다면, 이 총 수(account)는
전체 활성 요청의 합계를 나타내며 일자는 모든 모드의 최초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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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구성정보에서 수신 요청 나타내기
지금까지 발생된 업데이트 요청의 수는 MDS 내부의 개별 규제 정보 부분을 열람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6. 업데이트된 규제 정보 요청 종료
MDS 를 작성한 회사가 신규버전의 규제 정보를 배포하자마자 모든 업데이트 요청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규제 확인 절차는 오류 없는 정보가 제공되어 요청을 종료했음을 보장합니다.

4.7. 허가 유예 혹은 허가 신청 마감 일자에 도달한 물질에 대해 자동 E-MAIL 발송
어떤 물질이 허가 유예 혹은 허가 신청 마감일자에 도달하기 4 주 전에, 해당 일자에 도달할 경우 최신 배포
버전의 규제 정보에 유효하지 않은 허가 상태를 포함하게 될 재료를 소유한 회사의 모든 화학 관리자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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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자동 이메일을 전송할 것입니다. 이 이메일에는 영향을 받는 재료의 물질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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